
도입배경

도입 솔루션

도입효과

서비스 구성

구성도

공주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오프라인 전산실습실이 코로나 19로 인한 

폐쇄로 레포트 작성, 실습 수업 등에 필요한 PC 환경 부재

신속한 서비스

Delivery 및

즉시 증설

원 단위 과금

방식으로

투자비 절감

데이터

보안 강화

사용자 VoC

응대를 위한

Help Desk 운영

온라인 실습실 구축 사례

국내 대학교 중 최초로 DaaS 기반 

오프라인 전산실습실을 온라인 전산실습실로 전환

Cloud

NCC+Citrix User

작업유형 : MS Office/한글/포토샵/실습 프로그램 사용 등

초기화 VM(Pooled) 방식으로 VDI 로그아웃 후 재 접속시 기존 VDI 작업환경은

초기화되는 Pooled VDI로 제공

정식 서비스 전환 전 사전 VDI 템플릿 구성 및 검증 완료

DaaS 서버 Farm

internet 공주대학교
HTTPS 또는 VPN

Cloud Data Center

OS 영역
스토리지

DATA 영역
스토리지

데스크탑가상화 POO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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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형 DaaS
(Desktop as a Service)

기업형 DaaS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나무기술의 스마트 워크 솔루션 NCC-VDI와

국내 · 외 VDI 시장에서 성능이 검증된 솔루션  Citrix Workspace 기반으로

고객의 다양한 업무 환경을 지원합니다.

서비스 특징

NCC 솔루션

주요 기능

이상 트래픽 (DDoS, Warm, 웹 공격 등)
모니터링

IPS, F/W, WAF 사용자 정책 적용

사용자 정의 정책 대응

침해사고 로그 분석 및 재발 방지

보안 관제(IPS, F/W, WAF)서비스

Web을 통한 2차 인증 방식 제공

SSL-VPN 또는 전용회선 기반 환경

제공(협의)

접속 네트워크 환경

사용자·관리자 포탈

고객사명.ktvdi.co.kr 의 

2차 도메인 생성되어 서비스됨

DaaS 접속을 위한 사용자 포탈 제공 

(2차 사용자 인증-OTP 포함)

DaaS 자원 및 정책 운영을 

위한 관리자 포탈 제공

Dedicated VM : 사용자별로

가상 데스트탑 자원을 1:1로 할당

Pooled VM : 표준화된 작업 환경

유지를 위해 접속 시마다 클린 운영체계

(Clean OS)  환경을 제공

가상 데스크탑 제공 유형

제품 문의 및 상담

이메일      |  sales@namutech.co.kr

대표번호  |  02-3288-7900

주소          |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31

                    고운빌딩 3-5층 나무기술㈜

Cloud 

https://www.namutech.co.kr

https://cloud.kt.com

https://www.citrix.com/ko-kr

보안성

ㆍ 고객의 모든 Data는 KT Cloud 데이터 센터 내 저장되어 단말에서의 Data 유출을 원천 차단함

ㆍ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된 업무망 ,일부 웹 사이트만 허용된 환경 구현 가능 (협의)

ㆍ 보안 관제를 통한 외부 침해사고로부터 고객의 데스크톱 업무환경 보호

비용 효율성

ㆍ 필요한 만큼 가상 머신

　 (Virtual Machine-VM)

　 수량을 생성·추가·삭제 가능

호환성

ㆍ 가상 데스크탑 환경에서

　 고객의 Application

　 호환성 검증 지원

관리 편의성

ㆍ 관리자 포탈을 통한 

　 자원 이용률 확인,

　 VDI 정책 설정 등 용이


